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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집 도 을 이용한 아날로그 페라이트 상 천이기

Analog Ferrite Phase Shifter Using Substrate Integrated Waveguide

임 명 규․변 진 도․이 해 

Myunggyu Yim․Jindo Byun․Hai-Young Lee

요  약

기존의 수동 상 배열 시스템에 사용되는 구형 도 (rectangular waveguide)을 이용한 아날로그 페라이트

상 천 기는 높은 력 취 능력을 갖는 반면에 무겁고 높은 제작 비용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PCB 제작

공정을 이용하여 낮은 제작 비용으로 쉽게 제작이 가능한 기 집 도 (SIW)을 이용한 아날로그 페라이트

상 천 기를 제안한다. 본 제안 구조는 페라이트를 삽입할 부분의 유 체를 제거하고, 그 부분에 페라이트를

삽입하여 제작하 다. 측정 결과, 심 주 수 14.05 GHz에서 최 5.1° / mm 상 변화를 찰하 으며, 12.9 dB 

이하의 반사 손실의 변화를 찰하 다. 본 제안 상 천이기는 상 배열 시스템의 경량화 가격화에 요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Abstract

Analog ferrite phase shifters based on rectangular waveguides which are used as component of passive phased array 

system have high power handling capability, but it is heavy and has high cost to fabricate.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nalog ferrite phase shifter using substrate integrated waveguide(SIW), which has low cost and is easy to fabricate 

because it uses printed circuit board(PCB) process. The proposed structure is fabricated by using centeral dielectric 

material removal for inserting a ferrite bar. The measured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tructure has not only 5.1°

/ mm phase variation but also return loss variation under 12.9 dB.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phase 

shifter can plays an role to reduce weight and to has low cost on the phased array system.

Key words : Substrate Integrated Waveguide(SIW), Ferrite Phase Shifter, Phased Array System

Ⅰ.   론      

이더 통신 시스템에서 높은 효율 이득을

얻기 해서 상 배열 시스템을 사용한다. 재 능

동 상 배열 시스템(active phased array system)은 고

속 자 빔 주사 기능뿐만 아니라 안테나 방사 패턴

을 다양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장 으로 인해 많이 사

용되며, 능동 상 배열 시스템에서 상을 가변하

기 해서 능동 상 천 기가 MIC나 MMIC 형태로

T/R 모듈에 실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능동

상 배열 시스템은 T/R module의 설계의 복잡성으

로 인한 단 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안테나가 gra-

ting lobe 없이 주사하기 해서 T/R module의 크기

는 제약을 받으며, 이는 고주 로 갈수록 T/R mo-

dule의 설계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1]

. 둘째로 고출

력 증폭기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고출력 증폭기

스스로의 성능을 하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냉각 장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T/R module

의 설계의 복잡성을 증가시킨다
[2]

. 마지막으로 개별

안테나마다 T/R module이 사용되기 때문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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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크게 증가시킨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어

떠한 시스템에서는 수동 상 배열 시스템을 필요로

하며, 실제로 AN/SPQ-9 Surveillance and Tracking Ra-

dar, Joint Surveillance Target Attack Radar System 등에

수동 상 배열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수동 상배열시스템에서는 단에 Traveling Wa-

ve Tube Amplifier(TWTA)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

천이기는 고 력 취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IC 기반의 능동 상 천이기는 낮은 력 취

능력으로 인하여 수동 상 배열 시스템에서의

사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수동 상 배열 시스템에

서 상을 가변하기 해서 페라이트를 이용한 구형

도 형태의 상 천 기가 사용된다. 페라이트를

이용한 최 의 상 천이기는 Reggia- Spencer
[3]
에 의

해서 제시되었고, 그 후에 가역 비가역의 두 가지

형태로 개발되었다
[4],[5]

. 그 에서 Reggia-Spencer 

상 천이기는 가역 상 천이기로써 구조가 간단하

고, 비교 짧은 길이로 큰 상 변화를 얻을 수 있

으며, 래칭과 아날로그의 두 가지 형태로 사용이 가

능하다는 장 이 있다. 하지만 Reggia-Spencer 상

천이기는 구형 도 을 기반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무겁고, 제작 비용이 크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상 배열 시스템은 수 백 개에서 수 천 개의 상 천

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 상 천이기의 높은

제작 비용은 상 배열 시스템의 비용 증가로 이어

진다.

한편, 최근 PCB 기 에 via-hole을 주기 으로 배

열하여 속 도 과 동일한 TE10 모드를 기본 모

드로 하는 기 집 도 (Substrate Integrated Wa-

veguide: SIW)이 소개되었다
[6]

. SIW는 속 도 의

고유한 특성인 낮은 손실 특성을 가지며, 높은 력

취 능력
[7]
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인쇄 회로 기

(Printed Circuit Board: PCB) 공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낮은 제작 비용으로 쉽게 구 이 가능한 장 을 가

지고 있어 고성능 마이크로 리미터 역의

부품 시스템 설계에 합하다. 한 이러한 장

을 바탕으로 SIW를 이용한 력분배기, 안테나 등이

연구되었다
[8]～[10]

. 따라서 SIW 상 배열 시스템 구

시, 기존의 연구된 력 분배기, 안테나와 연결이

가능하며, 이는 기존의 속 도 기반의 수동

상 배열 시스템에 비하여 무게와 가격 면에서 매우

매력 일 수 있다. 이러한 SIW의 장 을 바탕으로

SIW를 이용한 페라이트 상 천이기가 연구되었다
[11],[12]

. 하지만 기존의 연구
[11]
는 SIW 내에 toroid 상

천 기를설계하고삽입손실 상변화를계산하

을 뿐, 실제 페라이트를 이용하여 소자를 제작한

결과가 없다. 한, 기존의 연구
[12]
의 경우, 동박 테

이 로인한도체손실이증가하게되는단 이있다.

본 논문에서는 처음으로 SIW 내에 페라이트를 삽

입하여 상 천이기를 제작하 다. 제안한 구조는

기 의 유 체에서 페라이트를 삽입할 부분을 제거

하고 그 부분에 페라이트를 삽입하 으며, PCB 다

층 공정을 이용하여 소자를 구 하여 기존의 상

천이기의 동박 테이 로 인한 도체 손실을 개선하

다. 한, 제안한 상 천 기에 용한 SIW의 평균

력 취 능력(Average Power Handling Capability: 

APHC)과 최 력 취 능력(Peak Power Handling 

Capability: PPHC)의 계산 기존의 구형 도 기

반의 페라이트 상 천이기와의 손실의 비교를 통하

여 제안한 상 천이기의 실용 가능성을 확인하

다. 측정 결과, 심 주 수 14.05 GHz에서 최 5.1°

/ mm의 상 변화량을 가지며, 12.9 dB 이상의 반사

손실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제안한 상 천

이기는 기존의 구형 도 을 이용한 페라이트 상

천이기를 신하여 수동 상 배열 시스템의 경량화

가격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Ⅱ. 상 천이  계

2-1 상 천이  원리

Reggia-Spencer 상 천이기의 기본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다. 도 내에서 기본 모드인 TE10 모드

로 동작할 때, 상 으로 높은 유 율을 갖는 페라

이트는 특정 모드의 에 지를 페라이트 내부에 형성

시킨다. 이때, 페라이트 내부에 H-field를 인가하면, 

페라이트의 투자율의 변화로 인해 출력 포트에서

상 변화를 얻을 수 있으며, 그 변화량은 다음의 근사

식을 따른다
[13]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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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페라이트의 유무에 따른 계 분포

Fig. 1. Electric field distribution with ferrite and with-

out ferrite.

     

 


(2)

 

  (3)
 

  (4)
 

여기서 은 페라이트의 유 율, 는 공기 의

장, 는 인가된 DC 자기장, 는 자기 회 비율

(gyromagnetic ratio), 4은 페라이트의 자화도(mag-

netization)를 나타낸다. 

그림 1은 페라이트를 삽입하 을 때와 삽입하지

않았을 때의 계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페라이

트가 삽입되지 않은 것과 비교하여 페라이트가 삽입

되었을 경우 계가 페라이트에 집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2 페라이트 특

페라이트 상 천이기에서 페라이트는 요한 설

계 요소 하나이다. 일반 으로 페라이트 선정 시

포화 자화 값(), 보자력(), 자성체 손실

공진 선폭(∆)를 고려해야 한다
[13]

. 포화 자화

값은 동작 주 수, 취 력과 계가 있다. 포화

자화 값이 클 경우에는 자성체에 의한 손실이 증가

하고 포화 자화 값이 작을 경우에는 동작 주 수가

낮아지게 된다. 동작 주 수에서 최소의 손실을 가

지고 최 의 상 변화를 얻기 해서 포화 자화 값

표 1. 선택한 페라이트의 특성

Table 1. Parameters of selected ferrite.

 (Oe) ∆(Oe) 

0.58 0.85 173

그림 2. 측정한 페라이트의 히스테리시스 곡선

Fig. 2. Measured hysteresis loop of the ferrite.

 

은 다음의 근사식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
[13]

.  




≃

(5)
 

여기서 는 자기 회 비율(gyromagnetic ratio)로

2.8×10
6 
HzOe이다. 

보자력은 스 칭 력과 계가 있으며, 일반 으

로 0.5～1.2 Oe의 값을 사용한다. 스 칭 력을 최

소화하기 해서는 보자력의 값이 작을수록 좋다. 

한, 자성체 손실은 페라이트 손실의 부분을 차

지하는데 공진 선폭에 의존하며, 공진 선폭이 작을

수록 자성체의 손실이 작다. 

의 설계 요소를 고려하여 상업 으로 이용 가

능한 페라이트인 TranS-Tech의 TT1-3000( 12.82,

tan0.00026, 6 2,962)을 사용하 다. 표 1

에 본 상 천이기에서 사용한 페라이트의 포화 자

화 값, 보자력, 공진 선폭 특성을 정리하 고, 그림

2는 Vibrating Sample Magnetometer(VSM)을 이용하

여 측정한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도시하 다. 

2-3 안한 상 천이  계

SIW를 이용한 페라이트 상 천이기를 설계하기

해서 우선 페라이트의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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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eggia-Spencer 상 천 기 정면도

Fig. 3. End view of a Reggia-Spencer phase shifter.

 

그림 3에 각각 원통형 바와 정사각형 바 모양의 페

라이트를 삽입한 Reggia-Spencer 상 천 기의 정면

도를 나타내었다. 두 구조 모두 가로의 길이가 a, 세

로의 길이가 b이며, 내부가 빈 도 을 사용한다. 

한편, 삽입하는 페라이트의 구조는 지름이 d인 원통

형 모양의 바와 가로, 세로의 길이가 d인 정사각형

바 모양을 사용할 수 있으며, 두 경우 모두 유사한

기 특성을 나타낸다
[3]

. 본 논문에서는 두 구조

SIW 내에 페라이트의 삽입이 쉬운 정사각형 바

모양의 페라이트를 사용하 다. 

       

(a) 제안한 상 천이기의 3D 구조 (b) 삽입한 페라이트의 평면도

(a) 3D structure of the proposed phase shifter            (b) Top view of the inserted ferrite

              

(c) 제안한 상 천이기의 정면도 (d) 최 화된 SIW-CPW 이 구조

(c) End view of the proposed phase shifter             (d) Optimized SIW-CPW transition structure

그림 4. 제안한 상 천 기의 구조

Fig. 4. Structure of the proposed phase shifter.

여기서 페라이트의 반경 d가 작으면 상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d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상

변화가 일어나는 양이 늘어나다가 d가 특정한 크기

이상이 되면 많은 양의 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한, d의 크기가 무 커지면 페라이트 내부에 고

차 모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큰 상 변화 특성

을 얻으며, 고차모드를 억제하기 해서 페라이트의 

반경 d는 다음의 범 안의 값으로 결정해야 한다
13]

. 




≤≤



(6)
 

여기서 는 자유공간에서의 의 장이고 은

페라이트의 비유 율이다. 식 (6)를 이용하여 심

주 수 14.1 GHz에서 유효한 값으로 d를 3.5 mm로

설계하 다. 

기존에 제시한 참고문헌 [12]에서는 페라이트를

삽입하기 해서 와 아래층의 도체와 내부의 유

체를동시에 제거하고, 동박테이 를 층과 아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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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붙이는 구조를 사용하 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

는 실제 사용하기 어려우며, 도체 손실을 증가시

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CB 다층 공정을 이용하

여 기존 구조의 문제 을 개선하 다. 

그림 4(a)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상 천이기의 3

차원 구조를 나타내었다. SIW 내부에 페라이트를 길

게 삽입한 구조이다. 기 은 Taconic TLY-5( 2.2, 

tan0.0009, thickness=0.51 mm, 1.58 mm, 0.254 

mm)를 사용하 으며, via로 구성된 SIW의 side-wall

을 신하여 SIW의 side-wall 체를 도 하는 caste-

llated wall을 이용하여 설 력 도 손실을 감

소시켰다
[14]

. 그림 4(b)에 삽입한 페라이트의 평면도

를 나타내었다. Untapered 페라이트 바 구간의 길이

는 24 mm이며, 임피던스의 불연속을 이기 하여

페라이트의 양 끝에 각각 8 mm의 tapered 구간을 사

용하 다. 그림 4(c)에 제안한 상 천이기의 정면도

를 나타내었다. 제안한 상천이기의 제작을 해서

PCB 다층 공정을 이용하 다. 제안한 구조는 총 6개

의 layer로 이루어진다. Layer 6과 Layer 1은 에칭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층(Layer 2～Layer 5)은 에칭을

통하여 구리를 제거하 다. Layer 2～Layer 5 사이의

유 체는 페라이트를 삽입하기 해 페라이트를 삽

입할 부분을 제거하 다. 마지막으로 Layer 2의 아래

와 Layer 5의 에 면에 한쪽 면만 에칭한 기 을

층하 다. 용된 SIW의 가로 길이는 10 mm로 Ku 

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상 천이

기의 측정을 해서 SIW-CPW의 이 구조
[15]
를 이

용하 고, HFSS v12.1을 이용하여 이 구조를 최

화하 다. 최 화한 이 구조는 그림 4(d)에 나타내

었다. 

페라이트의 크기가 결정될 경우에 Layer 2～Layer 

5 사이의 기 의 높이는 고정되게 된다. 하지만, La-

yer 1～Layer 2 사이와 Layer 5～Layer 6 사이의 높이 

h의 값은 고정되지 않는다. 그림 5는 h의 변화에 따

른 S-parameter를 해석한 결과이다. 시뮬 이션을

해 HFSS v12.1을 이용하 다. h의 값으로는 상업

으로 이용 가능한 기 의 높이를 이용하 다. 해석

결과, h가 증가할수록 정합 특성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h가 0.51 mm일 때 15.4 GHz 

근처에서 고차 모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그림 5. h 변화에 따른 S-parameter(시뮬 이션) 

Fig. 5. S-parameters according to variation of h(simu-

lation).

 

다. DC 류를 인가함에 따라서 고차 모드가 발생하

는 주 수가 주 로 이동하기 때문에 0.51 mm는

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설계에서는 h의 값으로

0.254 mm를 이용하 다.  

Ⅲ. 구  도 과 SIW의                  

  취  능  및 삽입 손실 

기존의 구형 도 은 높은 력 취 능력을 보

유하고 있다. 그 기 때문에 높은 송신 력을 이용

하는 상 배열 시스템에서는 구형 도 을 이용한

페라이트 상 천 기를 많이 이용한다. 따라서 본

에서는 제안한 상 천이기에 사용한 SIW 선로의

력 취 능력을 확인한다. 한, 기존의 구형 도

기반의 페라이트 상 천이기와 SIW 기반의 페

라이트 상 천이기의 손실 비교를 통해 제안한

상 천 기의 실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3-1 SIW의  취  능

SIW의 평균 력 취 능력과 최 력 취 능

력에 한 연구가 기존에 수행되었다
[7]

. 본 에서는

기존의 연구[7]를 참조하여 제안한 상 천이기에 사

용한 SIW 선로 자체의 력 취 능력을 확인하

다.

평균 력 취 능력(Average Power Handling Ca-

pability: APHC)은 열 달 원리에 의해서 다음의 식

으로 간략화 될 수 있다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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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각 라미터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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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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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

(14)
 

여기서 (K)는 기 유 체의 온도이고, ∞(K)는

주 환경의 온도로, 단 는 Kelvin 온도(K)를 사용

한다. 일반 으로 ∞는 상온의 온도인 —252.15 K  

(20°)를 사용하며, polytetrafluoroethylene(PTFE)의 경

우 —12.15 K(260°)에서 열에 의한 왜곡이 발생하므

로 Tw
를 —12.15 K로 설정하 다. 

한, 최 력 취 능력(Peak Power Handling 

Capability: PPHC)는 TE10 모드의 계 분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간략화 된다
[7]

.

 





 




(15)
 

여기서 는 최 계 크기, a는 SIW의 가로 폭, h

는 SIW의 높이, 는 차단 각주 수, 는 각주 수

이다. 식 (15)에서 에 PTFE의 연 내력(dielec-

tric strength) 값을 입하면 SIW의 PPHC를 구할 수

있다.  

그림 6에 제안한 상 천이기에 사용한 SIW 선로

의 설계 라미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APHC와 PP-

HC를 나타내었다. 비교를 해서 기존의 구형 도

에 해서도 계산을 수행하 다. 구형 도 은

SIW와 동일한 차단 주 수와 높이를 갖는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계산 결과, 제안한

(a) 평균 력 취 능력(APHC)

(a) Average power handling capability(APHC)

(b) 최 력 취 능력(PPHC)

(b) Peak power handling capability(PPHC)

그림 6. 력 취 능력(APHC, PPHC)

Fig. 6. Power handling capability(APHC, PPHC).

 

상 천 기에 사용한 SIW는 14.1 GHz에서 약 460 W

의 평균 력을 다룰 수 있으며, 약 8,596 kW의 최

력을 다룰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용한 SIW의

APHC의 경우, 구형 도 에 비해서 낮은 값을 보

인다. 하지만 PPHC의 경우, 구형 도 의 계산 값

과 비교하여 약 30배 이상 높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공기의 연 내력(3 kV/mm)보다 PTFE의

연 내력(17 kV/mm)이 높기 때문이다. 

X-밴드에서 높은 력을 취 할 수 있는 페라이

트 상 천이기의 경우 APHC는 250 W, PPHC는 50 

kW까지의 력을 다룰 수 있다
[16]

. 한, 최신의 cou-

pled cavity TWT의 경우 X-band에서 120 kW의 최

력을 공 할 수 있다. 이러한 을 고려할 때, 본

설계에 사용한 SIW는 구형 도 기반의 페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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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천이기를 체할 만한 력 취 능력을 보유하

고, 따라서 기존의 구형 도 을 신하여 사용

할 수 있다.

3-2 삽입 손실 

기존의 구형 도 기반의 페라이트 상 천이

기와 제안한 상 천이기의 손실 비교를 해서 시

뮬 이션을 수행하 다. 해석은 HFSS v12.1을 이용

하 다. 그림 7(a)에 시뮬 이션 해석에 사용한 기존

페라이트 상 천이기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기존의

구형 도 기반의 페라이트 상 천이기
[3]
는 비유

율이 1인 공기를 유 체로 사용하는 구형 도

내에 Teflon을 이용하여 구형 도 내에 삽입되는

페라이트를 고정시키는 형태이다. 구형 도 의 폭

(acon)은 제안한 상 천이기와 동일한 차단 주 수를

갖는 값으로 14.8 mm로 설계하 고, 구형 도 의

높이(bcon)는 제안한 상 천이기와 동일한 4.18 mm

로 설계하 다. 그림 7(b)에 시뮬 이션 해석에 사용

한 제안한 상 천이기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제안

한 상 천이기에 사용한 SIW의 유 체는 TLY-5

( 2.2, tan0.0009)로 설정하 고, SIW의 폭과

(a) 기존의 페라이트 상 천이기

(a) The conventional ferrite phase shifter

(b) 제안한 페라이트 상 천이기

(b) The proposed ferrite phase shifter

그림 7. 시뮬 이션 구조

Fig. 7. Structure for simulation.

그림 8. 제안한 상 천이기와 기존의 상 천이기

의 S-parameters 

Fig. 8. S-parameters of proposed phase shifter and con-

ventional phase shifter.

 

높이(aSIW , bSIW)는 2-3 에서 설계한 값을 이용하여

각각 10 mm, 4.18 mm이다. 해석에 사용한 페라이트

는 기존의 구형 도 기반의 상 천이기와 제안

한 상 천이기 모두 동일한 값을 사용하여, unta-

pered 구간(Lbody)의 길이는 24 mm, tapered 한쪽 구간

(Ltaper)의 길이는 8 mm이다. TE10 모드의 형성을

해서 페라이트의 끝과 포트 면 사이의 거리는 각각

4, 4로 설정하 다.

그림 8에 시뮬 이션 해석 결과를 도시하 다.  

기존의 상 천이기와 제안한 상 천이기의 반사

손실이 15 dB로 동일한 13.9 GHz에서 기존의 상

천이기의 삽입 손실은 1.54 dB, 제안한 상 천이기

는 1.67 dB로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약 0.1 dB의

삽입 손실의 차이는 TE10 모드의 형성을 해 삽입

한 4 구간의 유 체 손실과 SIW 내에 페라이트

가 삽입된 구간에서의 기 과 착제에 의한 유 체

의 손실 때문으로 사료된다. 두 상 천이기가 유사

한 삽입 손실 특성을 보이는 이유는 자 가 페라

이트 내부에 집 되어 진행함으로써 페라이트 상

천이기의 삽입 손실이 페라이트의 손실에 부분의

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안한 페라이트

상 천이기는 구형 도 기반의 상 천이기와 유

사한 손실 특성을 갖는다. 

Ⅳ.  결과

4-1  결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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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면도 (b) 하면도

(a) Top view              (b) Bottom view

그림 9. 제작된 SIW 페라이트 상 천이기

Fig. 9. The fabricated SIW ferrite phase shifter.

 

(a) 인가된 H-field = 0 kA/m 

(a) Applied H-field = 0 kA/m

(b) 인가된 H-field ≠ 0 kA/m

(b) Applied H-field ≠ 0 kA/m

그림 10. S-parameter 측정 결과

Fig. 10. The measured S-parameters. 

 

그림 9에 제작된 SIW 기반의 페라이트 상 천

이기를 나타내었다. 제작에 사용된 기 은 Taconic 

사의 TLY-5( 2.2, tan0.0009)을 사용하 다. 

S-parameter의 측정을 해서 SIW-CPW 이 구조[15]

그림 11. DC 원 인가를 한 셋

Fig. 11. Setting for supplying DC power to coil.

 

를 이용하 으며, TL calibration[17]을 이용하여 SIW- 

CPW 이 구조의 특성을 제거하 다. 

그림 10(a)에 인가한 H-field가 0일 때, SIW-CPW 

이 구조의 특성이 제거된 S-parameter 측정 결과를 

도시하 다. S-parameter의 측정을 해서 Agilent사

의 vector network analyzer를 이용하 다. 측정 결과, 

심 주 수 14.05 GHz에서 삽입 손실은 1.58 dB, 반

사 손실은 25 dB의 값을 나타냈다. 심 주 수가

0.05 GHz 주 쪽으로 이동하 으나, 페라이트의

유 율 오차 범 안의 값을 만족하며, 체 으로

시뮬 이션과 잘 부합한다. 그림 10(b)에 H-field를

인가하 을 경우의 S-parameter 측정 결과를 도시하

다. 측정 결과, 13.8～14.2 GHz 범 에서 10 dB 이

하의 반사 손실을 가지며, 2.3 dB 이하의 삽입 손실

을 갖는 것을 확인하 다. H-field의 크기가 증가할

수록 주 수 특성이 주 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H-field를 인가함에 따라 페라이트의

투자율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림 11에 제안한 상 천이기의 상 변화 측정

을 한 셋 사진을 나타냈다. 상 변화의 측정을

해서 제작된 상 천이기 외부에 도선을 1,000회

권선하 고, Agilent사의 DC 원 공 기(E3620A)를

사용하여 류의 크기를 서서히 증가시켰다. 권선

한 도선의 평균 반지름은 약 6.4 mm이며, 길이는 24 

mm이다. 그림 12(a)에 인가된 H-field에 따른 상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측정 결과, 14.05 GHz에서 최

124°의 상 변화를 확인하 다. 따라서, untapered 

페라이트 바 구간의 길이가 24 mm인 것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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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가한 H-field에 따른 상 변화(14.05 GHz)

(a) Phase variation according to applied H-field(14.05 GHz)

(b) 주 수 변화에 따른 상 변화

(b) Phase variation according to frequency

그림 12. 측정된 상 특성

Fig. 12. Measured phase characteristics.  

 

때 제안한 상 천이기는 14.05 GHz에서 최 5.1° /

mm의 상변화량을 갖는다. 한, H-field가 2.20～

9.19 kA/m인 구간에서 선형 인 상 변화량을 보

다. 그림 12(b)에 13.8～14.2 GHz 역에서 H-field의

세기에 따른 상 변화를 나타내었다. 측정 결과, 

13.8～14.2 GHz 역에서 최 105° 이상의 상 변

화를 확인하 다.  

페라이트 상 천이기의 경우, H-field를 인가함에

따라 Ferromagnetic 공진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손실 구간을 피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림

13에 H-field의 변화에 따른 삽입 손실과 반사 손실

의 변화를 도시하 다. 0～14.70 kA/m의 H-field 범

에서 삽입 손실은 1.52～1.75 dB로 0.23 dB 이내의

범 안의 값을 가지며, 반사 손실의 경우 12.9～25 

dB의 값을 갖는다. 0～14.70 kA/m의 H-field 범 내

에서 Ferromagnetic 공진으로 인한 큰 손실이 발생하

그림 13. 14.05 GHz에서의 인가한 H에 따른 S21, S11

의 변화

Fig. 13. S21, S11 variation according to applied H-field 

at 14.05 GHz. 

 

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0～14.70 kA/m 범

에서 제안한 상 천이기의 사용이 가능하다.

4-2 삽입 손실 고찰

일반 인 페라이트 상 천이기는 0.5～1.2 dB의

삽입 손실을 보인다. 하지만, 제안한 상 천이기는

심 주 수 14.05 GHz에서 1.58 dB의 삽입 손실을

갖는다. 이 게 큰 손실을 보이는 이유는 일반 인

페라이트 상 천이기의 경우, 공진 선폭이 50 Oe 이

하인 페라이트를 사용하지만
[18]

 본 설계에 사용한 페

라이트의 공진 선폭이 173 Oe로 기존에 비해서 3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페라이트의 손실 부분이

자성손실임을 고려할때, 이수치는 큰값이다. 따라

서 공진 선폭이 50 Oe 이하의 값을 갖는 페라이트를

사용 시 상 천이기의 손실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그림 14에 제안한 상 천이기에 사용한 페라이

트의 공진 선폭을 50 Oe, 173 Oe로 설정하 을 때의

S-parameter를 도시하 다. 해석을 해서 HFSSv12.1

을 사용하 다. 해석 결과, 공진 선폭의 변화가 반사

손실의 주 수 특성에 거의 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하 으며, 삽입 손실은 심 주 수 14.05 GHz

에서 각각 0.6 dB(∆=50 Oe), 1.58 dB(△H=173 

Oe)로 나타났다. 50 Oe의 공진 선폭을 갖는 페라이

트를 사용할 경우 173 Oe의 공진 선폭을 갖는 페라

이트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약 1 dB의 삽입 손

실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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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공진선 폭(∆) 변화에 따른 S-parameters 

Fig. 14. S-parameters according to changing the ferro-

magnetic resonance linewidth(∆).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구형 도 기반의 아날

로그 상 천 기의 단 인 비싼 제작 가격 큰 무

게를 해결하기 하여 SIW 아날로그 페라이트 상

천이기를 제안하 다. 제안한 상 천 기는 기존의

상 천 기와 유사한 삽입 손실을 가지며, 높은

력을 취 할 수 있다. 측정 결과, 심 주 수 14.05 

GHz에서 최 5.1° / mm의 상 변화량을 가지며, 

상 변화 구간에서 12.9 dB 이상의 반사 손실을 갖는

다. 따라서, 제안한 상 천 기는 기존의 구형 도

페라이트 상 천이기를 신하여 수동 상 배

열 시스템의 경량화 가격화를 이루는데, 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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